
1.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27개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하

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Jeong et al. 2021; Kong and Cho 2021). 이에 우리

나라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를 통한 2050 탄

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2.0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개발 및 기반을 확충하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Interagency Association 2021). 이

에 따라 시멘트 산업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연료⋅원

료의 사용,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

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소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필연

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순환자원(플라이애시, 슬래그, 포졸

란 물질 등)을 재활용하여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 

및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 주변의 

사면 보강을 위해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시멘트 대체재료

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후 저수지의 사면 개량 재료로 활용하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된 저수지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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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7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423개소,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13,72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KRC 2020; KRC 2021).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약 88 % 수준)의 저수지는 1972년 이

전에 건설되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이며, 관리인원 및 예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 파이핑(piping), 월류, 누수 등의 원인으로 붕괴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Kim and Kang 2020).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

생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1차 농업

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저수지에 대한 유지

관리와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된 저수지의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시멘트를 사용한 그라우팅(grouting) 

공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제체 코어(core)를 개량하여 차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고, 사전에 충분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

시공이 발생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im et al. 

2021). 또한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

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많은 양이 사용될 경우 탄소중립을 이루

고자 노력하는 국가적⋅사회적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 주변의 사면 보강을 위해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시멘트 대체재료에 대해 실내시험, 

수치해석, 현장에서의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하고, 노후 저수지에

서의 차수 및 보강 효과를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시멘트를 사용한 

노후 저수지의 보수 및 보강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설분야에

서 시멘트의 대체 및 순환자원의 재활용이 더욱 유도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사용 재료

2.1 시멘트 대체재료

노후 저수지의 사면 보강을 위해 사용된 시멘트 대체재료(SCM, 

Supplement Cementitious Material)는 산업부산물인 제지 플라이

애시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C-S-H), 칼슘 

알루미네이트 수화물(C-A-H), 에트링자이트(ettringite)를 생성하

는 경화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혼합비에 따라 최대 2.76∼4.77 

배의 압축강도 증가가 가능하고, 1.0×10-8 m/sec 이하의 투수계

수 확보가 가능한 제품이다(Bhang 2016). 또한 6가 크롬(Cr6+)과 

같은 중금속의 용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적으로 안정하다. Table 

1에는 시멘트 대체재료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OPC, Ordinary Portland Cement)와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Table 

2에는 폐기물공정시험의 결과를 국내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NIER 2017). Fig. 1에는 시멘트 대체재료의 사용에 따른 수화물의 

Fig. 1. Hydrate generation of SCM by SEM Fig. 2. Strength improvement by SCM (Bhang 2016)

Material
Chemical constituents (%)

CaO SiO2 Al2O3 Fe2O3 SO3 MgO Na2O TiO2 K2O

SCM 26.2 37.1 19.7 0.6 None 12.4 1.2 1.4 0.2

OPC 67.1 18.5 3.8 2.0 3.8 2.4 0.1 0.3 1.5

Table 1. Chemical constituents of SCM using in this study (Bh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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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전자현미경 분석(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Fig. 2에는 시멘트 대체재료의 

혼합비에 따른 흙 재료의 압축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2.2 원지반 흙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멘트 대체재료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흙 재료와 6 % 혼합하여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Bhang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대체재료를 노후 저수지에서의 사면 

개량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강 및 차수 효과를 판단하

기 위해 노후 저수지에서 흙 재료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Fig. 3. Location of aging reservoir

흙 재료를 채취한 노후 저수지는 1945년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

로,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라북도 완주군 상삼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반조사 결과 N치가 최대 5인 모래질 실트(sandy silt)가 

제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체 내

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래질 실트를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며, Table 

3에는 채취한 흙에 대해 실험실에서의 물리적 시험을 통해 측정된 

특성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 실내시험 결과

3.1 직접전단시험 결과

시멘트 대체재료에 대한 노후 저수지에서의 보강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전단 특성인 점착력(c, cohesion)과 내부마찰각(φ, 

friction angle)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에 대해 중량비 6, 9, 12 %로 시멘트 

대체재료와 혼합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시방기준에 따라 다짐도

(DC, Degree of Compaction) 90 %를 적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MAFRA 2018). 그리고 KS 기준에 따라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였

다(KS F 2343 2017). Fig. 4에는 시험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노후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 재료의 점착력(c)은 52.5 kPa

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멘트 대체재료를 혼합함

에 따라 재령 7일까지는 점착력이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최대 804.6 kPa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혼합비에 따른 점착력의 증가는 혼합

비 9 %까지는 크게 이루어졌으나, 혼합비 12 %의 결과는 혼합비 

9 %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마찰각의 경우, 

흙 재료의 내부마찰각(φ)은 33.4 degree로 측정되었으나, 시멘트 

대체재료를 혼합한 경우에서도 34.6∼36.5 degree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멘트 대체재료의 사용에 따른 

Material

Concentration (mg/L)

Oil
Pb Cu As Hg CN Cr6+ Cd TCE PCE

Organic 

phosphorus

SCM N.D* 0.123 N.D N.D N.D N.D N.D N.D N.D N.D N.D

Domestic 

criteria

Under

3.0

Under

3.0

Under

1.5

Under

0.005

Under

1.0

Under

1.5

Under

0.3

Under

0.3

Under

0.1

Under

1.0

Under

5.0

*N.D : Not dissolved

Table 2. Heavy metal leaching test result of SCM

Material
Moisture 

content (%)

Gravity Specific 

(GS)

Atterberg limit (%) Percent finer (%)
USCS

Liquid limit Plastic limit Plastic index #4 #10 #200

In-situ soil 35.5 2.67 28.3 24.4 3.9 99.9 95.6 83.5 ML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in-situ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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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노후 저수지의 사면 개량을 

위한 시멘트 대체재료의 적정 혼합비는 9 %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3.2 변수위 투수시험 결과

시멘트 대체재료에 대한 노후 저수지에서의 차수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 투수계수(k, coefficient of permeability)를 측정하기 위

한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실내시험으

로는 수위를 고정한 상태에서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대상으로 시

험하는 정수위(constant water head) 투수시험과 투수성이 적은 

재료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변수위(falling water head) 투수시험으

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대체재료이기 때문에 투수성

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어 변수위 투수시험을 진행하였다. 변수위 

투수시험은 KS 기준에 따라 직경(D) 100 mm, 높이(H) 125 mm의 

원통형 몰드(mold)에 노후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 재료와 시멘트 

대체재료를 혼합비 9 %로 혼합한 후, 다짐도(DC) 90 %로 다짐하였

으며,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밀폐된 장비 내에서 7일간 부압

(negative pressure)을 작용시켜 완전 포화된 시편에 대하여 진행

하였다. Table 4에는 변수위 투수시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노후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의 투수계수(k)는 

6.47×10-5 m/sec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멘트 대체재료를 혼합비 

9 %로 혼합한 경우, 투수계수는 8.77×10-9 m/sec로 채취한 흙에 

(a) Cohesion (b) Friction angle

Fig. 4. Test result of SCM by mixing ratio and curing time

(a) Saturation at negative pressure with equipment (b) Test

Fig. 5. Test process of falling water head permeability test

Material Mixing ratio (%) Coef. of permeability (k, m/sec)

In-situ soil None 6.47 × 10-5

SCM 9 8.77 × 10-9

Table 4. Result of falling water head perme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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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투수성이 약 10,000배가 감소하였으며,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수재료의 투수계수인 1.0×10-9 m/sec에 근접한 값을 나타

내었다(Xu et al. 2017). 따라서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현장

에서 적절한 사면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노후 저수지에서의 충분한 

차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수치해석을 통한 적용방법 검토

4.1 수치해석 조건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경우, 개량심

도는 일반적으로 1 m를 적용하고 있다(Bhang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수된 물과 항상 접하고 있어 제체 내부로의 침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차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멘트 대체재료의 

적용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수리⋅지반에 대한 연동해석이 가능한 

상용 프로그램인 Geostudio 2012를 사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의 경우, 실제 지층조건을 반영할 경우, 현장에 적합한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한 사면 개량에 따른 일반적인 보강 및 차수 효과

를 검토하고자 하므로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반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층을 고려하지 않고, 균질한 흙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하였고, 저수지의 크기만을 반영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해석에 사용된 각 재료의 해석정수는 실내시험 결과를 토대로 

Table 5와 같이 적용하였다.

4.2 수치해석 결과

수치해석은 제내지(upstream)측 비탈면을 기준으로 최소 1.0 

m부터 2.0 m까지 0.5 m 간격으로 보강하는 경우와 제내지측 하부

지반(underground)의 선단을 기준으로 깊이와 길이 모두 1.0 m씩 

보강하는 경우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저수지의 경우, 시공 

직후(after construction) 조건, 홍수위(H.W.L.) 조건, 수위 급강하

(drawdown) 조건을 불안정한 조건으로 고려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3가지 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7에는 수치해

석을 통해 산출된 각 조건에서의 보강 깊이와 길이에 따른 안전율

(SF, Safety Factor)을 나타내었다. 국내설계기준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주된 형태인 필댐의 경우, 제내지측 비탈면의 안전율은 

시공 직후 조건에서 1.3, 홍수위 조건과 수위 급강하 조건에서는 

1.2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MAFRA 2019). Fig. 7(a)에서 비탈면만

을 2.0 m로 보강한 경우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기준 안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1.0∼1.5 m 깊이로 보강한 경우, 시공 직후 조

건(SF = 1.3)과 수위 급강하 조건(SF = 1.2)에서는 비탈면만을 보강

하는 것으로는 기준 안전율 대비 작은 값을 나타내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Fig. 7(b)에서 비탈면을 2.0 m 보강한 경우, 

여전히 모든 경우에서 기준 안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보

강 깊이가 1.0∼1.5 m인 경우에서는 하부지반의 보강 길이는 3 m

인 경우에서만 기준 안전율 보다 높은 안전율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보강 깊이가 2 m 이상인 

Fig. 6. Analysis section in this study

Material In-situ soil SCM

Analysis 

model

Geotechnic Mohr-coulomb Mohr-coulomb

Hydraulic Van genuchten Van genuchten

Unit weight (γ, kN/m3) 18.0 18.0

Cohesion (c, kPa) 52.5 761.0

Friction angle (ϕ, degree) 33.4 36.5

Coef. of permeability

(k, m/sec)
6.47 × 10-5 8.77 × 10-9

Table 5. Properties of material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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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준 안전율을 크게 상회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 안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보강 깊이 1.5 m, 

보강 길이는 3.0 m를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 시공적 측면에서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에는 시멘트 대체재료의 시공에 따른 차수 효과를 판단하

기 위해 시공 후 3일, 7일, 180일, 365일에서의 침투 벡터 및 영역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에서 침투 영역의 변화는 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침투벡터의 

경우,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를 보강한 부분에

서는 365일(=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통해 침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이유로는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투수계수(k)가 

약 10,000배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수성이 높은 무보강 

지반으로 침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침

투영역의 최상단을 의미하는 침윤선은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

하고, 시멘트 보강재료를 통과하여 침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멘트 대체재료로 인해 실제 침투는 이루어지지 않

더라도 침윤선의 경우 이론상 제내지측 저수위의 최상단으로부터 

시작하여 2차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된 침투벡터의 변화를 고

려할 때, 시멘트 대체재료의 차수 효과는 우수하여 노후 저수지에

서의 차수 및 보강 재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시험시공 결과

5.1 노후 저수지에서의 시험시공

시멘트 대체재료의 차수 및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노후 저수지에서의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다. 시험시공은 수치

해석 결과를 토대로 보강 심도 1.5 m, 보강 길이 3.0 m를 적용하여 

제내지측의 비탈면과 하부지반의 표면을 보강하였다. 시험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는 차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링(boring) 장비를 

사용하여 제내지측(BH-1), 제체 중앙(BH-2), 제외지측(BH-3)에 

PVC관을 삽입하고,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보강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산중(山中, Yamanaka)식 관입저항기를 

(a) Removal of slope and underground of aging reservoir (b) Slope and underground reinforcement

(c) Test construction (d) Completion

Fig. 9. Test constr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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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비탈면에서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Fig. 10에는 차수 및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위 및 경도의 측정방법을 나타내었다.

5.2 시험시공 결과

Fig. 11에는 노후 저수지에 물의 저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측정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비탈면과 제내지측 하부지반을 보강한 경우,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수위가 약 0.5 m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이유로는 실제 시공이 된 노후 저수지의는 수치해석에

서 가정한 것처럼 동일한 지층으로 구성되지 않고, 위치에 따라 

투수 특성(이방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함에 따라 보강 이전에 비해 

낮은 수위를 12개월(=1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차수 효과

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휴대용 산중식 관입저항기를 사

용하여 관입량을 측정한 결과(Fig. 12), 시공 직후에는 17 mm를 

나타낸 후 12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22 mm를 나타내었다. 기

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입량 22 mm에 대한 강도를 추정한 결

과, 강도는 약 820 kPa 수준으로 산정되어 충분한 강도를 나타내

고 있으며, 실내시험의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Lee et al. 2021). 

5.3 경제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한 노후 저수지에서의 보강방법은 시멘

트를 사용한 일정한 길이 및 깊이로 현장에서의 시공이 가능하나, 

시멘트를 사용한 그라우팅 공법은 지층 조건, 저수지의 노후 정도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대체재료의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를 보강하는 방법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유사한 규모의 노후 저수지에서 이루어진 시멘트를 사용한 

그라우팅 공법의 적용 결과를 토대로 1 m 당 시공비를 산출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경제성 비교 결과,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

하여 사면을 개량하는 방법의 공사비는 1,065,000 원/m로 시멘트

를 사용한 그라우팅 공사비(1,700,000 원/m)의 약 62.6 % 수준으

(a) Ground water (b) Penetration resistance

Fig. 10. Measurement of ground water and penetration resistance in agi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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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시공비 감소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멘트 대체재료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전력만을 

사용하여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전력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량은 1.17 kgCO2eq/kWh(2017년 국가탄소배출계수 

0.4594 적용)로 시멘트(944 kgCO2eq/kWh)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MOTIE 2021). 따라서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

하여 노후 저수지의 사면을 개량하는 경우,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차수 및 보강 효과의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시멘트를 사용한 그라우팅 

공법의 대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설분야에서도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여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적⋅사회적 노

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멘트를 사용한 노후 저수지의 보수 및 

보강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

력에 기여하기 위해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시멘트 대체재

료를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의 사면을 보강하는 경우에 대한 실내

시험과 수치해석, 현장에서의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시멘트 대체재료에 대한 직접전

단시험 결과, 점착력은 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비 9 %에는 

최대 804.6 kPa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혼합비 9 %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았고, 내부마찰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

설현장에서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혼합비는 9 %가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2. 변수위 투수시험 결과, 혼합비 9 %로 시멘트 대체재료를 노후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과 혼합한 경우, 투수계수는 6.47×10-5 

m/sec에서 8.77×10-9 m/sec로 약 10,000배 감소하였으며, 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수재료의 투수계수인 1.0×10-9 m/sec

에 근접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한 노후 저수지에서의 적용방법을 도출

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제내지측 비탈면과 하부지

반을 깊이 1.5 m, 길이 3 m로 보강하는 경우에 국내 기준에 제시

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에 대한 

침투해석 결과, 대부분의 침투는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한 부분에서는 침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면 개량에 따

른 충분한 차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노후 저수지에서의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1년간 지하수위와 관

입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지하수위는 보강 이전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하였고, 산중식 관입저항기를 사용한 관입량 측정

결과는 22 mm로 약 820 kPa 수준의 강도를 나타내어 실내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한 차수 및 보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상기의 실내시험, 수치해석, 현장에서의 시험시공 결과를 종합

하여 판단할 때,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한 노후 저수지의 사면 

개량방법은 충분한 차수 및 보강 효과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시멘트를 사용한 보수 및 보강방법을 충분히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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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탈면 보강을 위해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의 사면 개량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내시험 및 수치해석, 현장에서의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내시험 결과,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멘트 대체재료의 혼합비는 9 %가 적절하며, 투수계수는 약 10,000배 감소하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수재료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해석과 시험시공 결과, 시멘트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한 부분에서는 침투가 발생하지 않고, 국내 기준 대비 높은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어 충분한 차수 및 보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저수지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시멘트를 사용한 보수 및 보강방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